WILLIAM HARRINGTON, DIRECTOR
CENTRAL OFFICE OF HOME SCHOOLING
333 SEVENTH AVENUE, 7TH FL. NEW YORK, NY 10001

2019 년 7 월 1 일
학부모/보호자님 귀하:
홈 스쿨링 센트럴 오피스에서 2019-2020 학년도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통지문은 귀하의 자녀를 2019-2020 학년도 홈
스쿨 교육을 위해 등록(또는 계속)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자녀분의 뉴욕주
교육부(NYSED) 커미셔너의 규정 파트 100.10 에 부합하는 교육 경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년도 동안 귀하께서
제출하셔야 하는 몇 가지 양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저희는 이 패키지에 모든 필수 양식의 사본을 포함하였습니다. 양식들의 목록과 제출 마감일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뉴욕주 교육부(NYSED) 커미셔너의 규정 파트 100.10 에 부합하도록 이들 양식을 각 아동 별로
제출하는 것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 여러분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마감 날짜*
2019 년 7 월 1 일:
2019 년 8 월 15 일:

제출 준수 항목
의향서 제출[파트 100.10 (b) 참조]
개별 가정 교육 계획(IHIP) 제출[파트 100.10 (C) 참조]

2019 년 11 월 15 일: 사분기 별 리포트 제출 #1
2020 년 1 월 31 일: 사분기 별 리포트 제출 #2
2020 년 4 월 15 일: 사분기 별 리포트 제출 #3
2020 년 6 월 30 일:

사분기 별 리포트 제출 #4 및 연례 평가

*홈 스쿨링 센트럴 오피스에서 제안한 날짜를 의미함. 학부모님들께서 IHIP 의 최종 페이지에 실제 사분기 리포트 제출
날짜를 결정하여 기재하실 수도 있지만 리포트들은 반드시 네 번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제출되어야 합니다. 학년도 중간에
홈 스쿨링을 시작하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리포트 횟수는 홈 스쿨 기간 동안 비례해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모든 문서들 반드시 저희 기록에 남아있는 자녀분의 성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편 라벨의 이름이 틀리게 적혀
있다면, 즉시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다음에 해야 할 일:
자녀분의 홈 스쿨링을 계속(또는 시작)하시려면, 반드시 2019 년 7 월 1 일 또는 그 즈음까지 2019-2020 학년도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의향서를 아래 주소로 우송하십시오. 대안으로 홈 스쿨링 센트럴 오피스로 다음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모든 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homeschool@schools.nyc.gov. 의향서, 사분기 리포트, IHIP 및
연례 평가를 포함한 준수 항목들은 팩스로 제출하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Central Office of Home Schooling
333 Seventh Avenue, 7th Fl. New York, NY 10001
저희는 질문 사항이 있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사무실 방문 시간을 제공하고 있지만 양식 또는 기타 문서들을 제출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전에 아래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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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신 문서들의 사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무실 방문 전에 귀하의 모든 문서들의 사본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운영 시간을 월요일-금요일 9:00 a.m. – 3:00 p.m.입니다. 홈 스쿨링 사무실은 모든 학교 휴교일 및
주말에 문을 닫습니다.



가이던스 카운슬러와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면 (917) 339-1750 번으로 전화하여 예약하십시오.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schools.nyc.gov/enrollment/enrollment-help/home-schooling
감사합니다.

William Harr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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